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브루클린과 퀸즈의 주연방 재난관리청(FEMA) 백신 접종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발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NYCHA와 지역사회 센터에서 주 FEMA 백신 접종소의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 시작 예정  

  

주정부, 브루클린과 퀸즈의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백신 접종 캠페인 개시 예정  

  

루클린과 퀸즈의 접종소는 2월 24일 문을 열 예정 - 접종 대상 뉴욕주민들은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 웹사이트를 통해 브루클린과 퀸즈 주 미국연방 재난관리청 백신 

접종소를 예약하거나 1-833-NYS-4-VAX (1-833-697-4829)에 전화 또는 접종소를 방문 

예약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협력해 설립 중인 브루클린의 Medgar Evers 대학과 퀸즈에 있는 York 대학의 

지역사회 기반 백신 접종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은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이 자치구의 뉴욕 주민들을 두 개의 백신 

접종소로 연결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종교인이 폰뱅킹을 통해 이러한 접종소에서의 예방 접종 예약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전통적으로 의료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에 위치한 지역사회 기반 예방 접종소는 2월 24일 수요일에 예방 접종을 

시작해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운영되며, 매일 접종소마다 3,000회 투여량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인 뉴욕 주민들은 브루클린과 퀸즈 접종소의 경우 현재 

뉴욕의 '엠 아이 엘리저블(Am I Eligible)' 웹사이트 또는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핫라인(COVID-19 Vaccination Hotline) 1-833-NYS-4-VAX(1-833-697-4829) 번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문이 열리면 접종소를 방문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접수 시작 후 1주일 동안 해당 접종소 두 곳의 예약은 특별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카운티와 자치구에 거주하는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을 위해 우선 



 

 

배정됩니다. 1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해당 접종소가 위치한 지역 자치구의 모든 자격 대상 

주민들이 접종소에 예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미국의 민낯을 노출시켰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혀 온 용납할 수 없는 격차와 부당함을 드러냈으며, 

뉴욕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을 뒤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Biden 행정부의 협력 덕분에 뉴욕은 이미 브루클린과 퀸즈의 피해가 큰 지역 

사회에 대량 백신 접종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과 함께 이러한 접종소에 직접 증축된 버스 운행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뉴욕 주민들이 

접종을 예약하도록 돕고 백신 자체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믿음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나라에 크나큰 피해를 주었지만,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백인들보다 

높은 비율로 사망하면서 특히 가난한 지역사회와 유색 인종 지역사회들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백신 배포가 시작된 이래로, 특히 흑인 지역사회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수의 필수 근로자가 

유색인종 지역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뉴욕 주민들은 그들 직업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접근성을 높여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NYCHA와 

이러한 자치구에 있는 지역사회 센터에서 브루클린과 퀸즈의 주 FEMA 예방 접종소까지 

버스 운행을 늘릴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브루클린과 퀸즈의 특정 노선을 

따라 지역사회 센터에서 더 많은 정류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 증설된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퀸즈에서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이 Hammel Houses에서 York 대학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 

브루클린에서는 기존 B49 버스 노선에 대한 추가 배치로 버스 운행을 높일 예정으로, 이 

노선은 이미 Medgar Evers에 실행 중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tripplanner.mta.info 일정표를 확인하여 자신의 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증축된 노선은 3월 1일 월요일부터 앱에 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폰뱅킹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Dr. Ismael Claudio 박사, 주교, Pentecostal Church of Jesus Christ, Inc.  

• Adolphus C. Lacey 목사, 박사, Bethany Baptist Church Brooklyn  

• Festus Adeyeye 목사, Abundant Life Christian Ministries, Worldwide  

• Lawrence Aker 목사, 3세 수석 목사, Cornerstone Baptist Church  

• Steve Belgrove 주교, 회장 겸 설립자, Pastors Network of America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2bdda606-74469f17-2bdf5f33-000babd9fe9f-f522cdbb9c004400&q=1&e=d7eae553-e353-4110-babf-f7303e8e56f8&u=http%3A%2F%2Ftripplanner.mta.info%2FMyTrip%2Fui_web%2Fcustomplanner%2FTripPlanner.aspx


 

 

• A.R. Bernard 목사, 수석 목사 겸 최고경영자, Christian Cultural Center  

• David K. Brawley 목사, 담임목사, St. Paul's Community Baptist Church  

• Larry Camp 목사, Bethlehem Baptist Church  

• Steve Carter 목사, 원로목사, Mount Ararat Church  

• Alfred Cockfield II 목사, God's Battalion of Prayer Church  

• Kirkpatrick Cohall 박사, 원로목사, Lenox Road Baptist Church  

• Eric R. Figueroa 주교, 창립자 및 감리 사제 선임, New Life Covenant Fellowship  

• Orlando Findlayter 주교, 목사, New Hope Christian Fellowship  

• Charles O. Galbreath 박사, 원로목사, Clarendon Road Churc  

• Allen C. Martin 박사, 성직자, Northeastern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  

• Paul B. Mitchell 목사, 원로목사, Changing Lives Christian Center  

• Michael Mitchell 주교, New Life Tabernacle  

• Gilford T. Monrose 목사, 지도 목사, Mt. Zion Church of God 이사, 창립 회장, 67th 

Precinct Clergy Council  

• Rashad Raymond Moore 목사, 제3대 목사, First Baptist Church of Crown 

Heights  

• Sam Nicols 목사, Evangelical Crusaders Fisher of Men  

• James Osa-kofi 목사, Bethesda Healing Center  

• Clive E. Neil 목사, Bedford Central Presbyterian Church  

• R.C. Hugh Nelson, 박사, 주교, 원로목사, Church of God of East Flatbush  

• Johnny Ray Youngblood 주교, Mt. Pisgah Baptist Church  

• Louis Straker 목사, Reflection Church of Brooklyn  

• Gary V. Simpson 박사, 담임목사, Concord Baptist Church of Christ  

• Calvin Rice 주교, New Jerusalem Worship Center  

• Phil Craig 박사, 목사, Greater Springfield Community Church  

• Floyd 목사와 Margaret Elaine M. Flake 박사 공동 목사, Greater Allen A.M.E. 

대성당  

• Craig Scott Brown 박사. 원로목사, Bethany Baptist Church  

• Evan D. Gray 목사, 원로목사, Macedonia Baptist Church of Arverne  

• H. Curtis Douglas 주교, 원로목사, Dabar Bethelem Cathedral  

• Omar Evans 목사, Community Baptist Church  

• Gilbert Pickett 목사, 원로목사, Eastern Baptist Association of New York  

• Norman Scott 목사, Rising Star Baptist Church  

• Duane Michael Sleet 목사, First Baptist Church Far Rockaway  

• Carl Wauchope 목사, CORSMIA  

• DK Williams 사도, Christian Universal Temple of Corona  

• Patrick Henry Young 목사, First Baptist Church of Elmhurst  

  

이 목록은 뉴욕주가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공공 주택 및 지역사회 센터에서 Medgar Evers 대학 및 York 



 

 

대학에 이르는 교통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백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전역에서 가장 낮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접종소에 갈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뉴욕 시티 트랜짓(New York City Transit) 임시회장인 Sarah 

Feinber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주요 ZIP 코드 위치에서 이러한 특별 백신 

접종소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mta.info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일정표를 이용해 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을 

계획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0년 후반에 주지사는 Rossana Rosado 국무장관, Marc Morial 내셔널 어반 

리그(National Urban League) 대표 겸 최고경영자, Pat Wang 헬스퍼스트(Healthfirst) 

대표 겸 최고경영자 등이 주도하는 뉴욕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New York's Vaccine 

Equity Task Force)의 출범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예방 접종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은 전통적으로 의료 지원이 부족한 교회, 커뮤니티 센터 및 공공 주택 단지에 

104개 이상의 임시 지역사회 기반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립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약 

45,000 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 지역사회 기반 팝업 진료소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소는 첫 번째 백신 접종 이후 3주 후 두 번째 접종을 위해 

다시 개관됩니다.  

  

뉴욕은 7,600명이 넘는 고령자가 입주해있는 33개의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의 고령자 주택 개발(Senior Housing Development) 단지 

전부에 팝업 접종소를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백신 

형평성 대책 위원회(Vaccine Equity Task Force)를 통해 이러한 접종소 설치에 동의한 

300곳 이상의 교회와 문화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주거 복합단지에 팝업 접종소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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